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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 적정생산을 위한
4가지 방법

2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3 감축협약 참여
농가 지원 및 혜택

적정 재배면적 유지 표준 파종량 준수

고품질쌀 품종 재배적정 시비량 준수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농가 법인 농협에 대한 지원



쌀 적정생산 운동 참여

적정 재배면적 유지(700천ha)

논콩 등 소득이 높은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값 유지 및 식량자급률 증대

다수확 품종 대신 고품질쌀 품종 재배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쌀 생산으로 
품질과 브랜드 가치 증대

표준 파종량 준수

벼를 건강하게 재배하고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 
표준파종량 준수(밀식재배 지양) 

적정 시비량 준수

쌀에 단백질이 많으면 밥맛과 찰기가 감소하므로 
적정 질소 시비량 준수(9kg/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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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지원대상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등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이행면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면적 제한 없음

신청기간

’22. 3.14. ~ ’22. 5. 31.
* 필요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

접수안내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前 읍 면 동 사무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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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가 다수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중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신분증 지참 및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 문의 후 신청서 작성



감축협약 참여 농가 지원 및 혜택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감축협약 참여 시 농가별 1ha당 109포대
별도 지원

지역별 타작물 지원사업 안내

도 사  업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시 군 사업 : 강원 철원 양양, 충남 아산, 전남 진도 영광 해남, 
                  경북 안동 의성

정부사업 우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콩 공동선별비 지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RPC 벼 매입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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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은 지자체 농업부서에 문의해주세요

가점

+



사업명 지원 내용

① 공공 비축미 
    추가 배정

재배면적 감축 이행 농가 대상 감축 면적에 비례하여 
공공비축미 배정
* 1ha당 공공비축미 109포대 배정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참여 시 지원 내용

② 두류 매입비축 논콩 재배농가 판로 확보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정부 매입

③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22년 사업 신청자부터 선정시 가점 부여

- 경영체 소속 조합원이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경영체 실적으로 인정

④ 공동선별비 지원
‘22년 8월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 사업지침에 따른 지원자격 및 요건 등 충족 필요

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22년 사업 신청자부터 선정시 가점 부여
-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Agrix 실적 기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시 RPC 실적으로 인정

⑦ 농협 경제지주 지원
지역농협에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1,500억원), 
농기계 지원(3억원)

⑥ RPC 벼 매입 자금
’22년 사업 신청자부터 무이자 자금 배정
-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Agrix 실적 기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시 RPC 실적으로 인정


